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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멧세지가 첨부 되었습니다! 2 에서 5 장은 CACFP 규정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2-5 페이지를 꼭 읽어 보세요. 

( 수정 3월 26 일) 

 

안녕하세요  

 

사상 유래없는 바이러스 Covid-19 Outbreak재난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꼭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가 지속될수 있게 데이케어운영함을 에버그린은 모든 커뮤니티를 대신 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0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리고 엘에이 시장의 명령대로 에버그린은 사무실이 아닌 

재택근무를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운영은 이전과 동일하게 월요일 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30 부터 오후 5 시 까지이며 모든 전화는 정상적으로 저희에게 전달 되므로 연락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무실로 보내주시는 우편은 평소보다 몇일더 걸리지만 

저희에게 전달됩니다. 단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USPS) 로 보내지는 우편만 저희에게 

전달되며 UPS 나 Fedex 사용시는 전달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방문에 의한 서류 

전달은 당분간 되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래 제공하시는 식단에 필요로 하는 음식구성원이 품절 또는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에버그린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규정을 준수 해야만 제공하시는 식사가 

상환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만약 식자재 구입어려운 구성원은 구입이 가능한 음식 

구성원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권장 합니다. 현재 농수산부(USDA) 그리고 교육국(CDE) 에서도 

상환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현재 규정들을 완화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니 업데이트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지혜롭게 잘 대처하실거라 믿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빠른 시일 내에 뵙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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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지는 USDA가 최근 승인 한 몇가지 프로그램 규정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COVID-19 

국가 비상 사태에 대응하여, USDA는 프로그램에 참관하는 아동들에게 보다 원활한  식사 

제공을 위해  3 가지의 새로운 규정 면제 시행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 규정 면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6월 30 일 2020년 또는 연방 국가 비상 사태선포가 정지하는 

시점 둘중 먼저 끝나는 시기에 해제 됩니다.   

 

프로그램 식사시간 제한 면제 

 

현재 데이케어에서 제공하는 식사 서비스를 현실에 맞추어 제공 할수 있게 USDA 에서는 

식사 제공시간 규정을 완화 하였습니다.    

 

아침 제공:오전 7시 이전 또는 오전 9시 이후 가능;  

점심 제공:오전 11시 이전 또는 오후 1시 30 분 이후 

저녁 제공: 오후 4:00 또는 오후7:00 이후 

간식 제공: 식사 사이에  제공 가능 합니다. 

 

단 식사 일정을 변경전에 에버그린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하셔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한 아이들의 등록서류의 출석 시간을 변경에 맞게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식사 와 간식(2시간) 또는 식사들(3 시간) 사이의  최소 시간 간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사 제공 방식 면제  

 

CACFP는 모든 식사제공을 데이케어 한곳에 모여 같이 먹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SDA 에서는 현재 상황을 감안 하였을때 이규정은 적합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원칙적인 식사 그룹제공을 면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식사 제공시 사용할수 있는 몇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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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과 동일하게 데이케어 에서 제공 하실수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행하는 Social Distancing (거리유지) 를 식사 제공시 준수 하셔야 합니다.  

 

 Grab & Go 방식으로 제공 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등교하지않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여 제공 하는 방법이고 등록된 아이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픽업할수 

있습니다.  픽업되는 식사는 모든 식단 구성원을 포함해야 하며  박스 나 봉지에 넣어 

제공 하시면 됩니다.  Grab & Go 현재 한번의 식사만 제공이 가능하며 또한 제공시 

Social Distancing (거리유지) 을 준수 하셔야 합니다.  

 

 

 

 등교한 아이에게 데이케어 에서 식사제공을 하고 그이후  준비하신 식사를 아이 

픽업시 집에 가지고 가서 먹을수 있게 제공 하실수 있습니다. 단 하루에 3번(두번 식사 

그리고 간식 또는 두번 간식 그리고 한번의 식사) 까지만 클래임 가능 합니다. 

 

 

 

아래는 위의 면제에 관한 질문 및 답입니다. 

 

식사와 간식(2 시간) 또는 식사들 사이(3시간) 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시간 간격이 

적용되나요? 

 

답: 적용되지않습니다.   

 

현재 발행된  면제에 의거하면 저녁식사 제공이 오후 4시 전 또는 오후 7 시 이후에고 가능 

한대, 만약 저녁식사시간을 변경 할려면 에버그린에 연락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 네.  꼭 에베그린에 알려주시고 승인후 실행 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관계로 데이케어 운영 시간이 오전 9 시에서 오전 11시 월요일 에서 

금요일 까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관계로 저희 데이케어 에서는 아침제공을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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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제공을 오전 10시 30 에 제공 하기로 결정 하였는대 제공할 두번의 식사가 상환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  현재 발행된 식사시간 면제에 의거하여 제공하실 아침 그리고 점심 모두 식사가  상환이 

가능합니다.  

 

 

Grab & Go 에 관한 질문 및 답입니다. 

 

등교한 아이들에게 2번은 데이케어에서 식사 제공 그리고 1 번은 to go 를 통하여 식사 제공 

할경우 모든 3 번의 식사가  클래임이 가능 한가요? 

 

답:  네.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그리고 점심은 데이케어에서 제공 하시고 오후 스낵은 

아이 픽업시 보내셔도 상환이 가능 합니다.  

 

Grab & Go 로 식사제공할경우 데이케어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에게만 제공되나요?  

 

답: 네. 꼭 데이케어에 등록되어있는 아이에게 제공시 식사가 상환 가능 합니다.  

 

 

Grab & Go 사용시 상환이 가능한 식사가 어떤것인가요? 

  

답:  모든 식사가 해당되지만 현재로써는 한번의 식사만 상환가능 합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가Grab & Go 통하여 하루에 몇번의 식사를 제공 받으실수 있나요?  

 

답:  현재로는 하루에 한번의 식사 픽업만 가능 합니다.  

  

데이케어에서 아침과 점심을 같이Grab & Go 통하여 제공 가능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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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현재로는 않되며 USDA 에서 허락시 알려드리겠습니다. 

 

Grab & Go 사용시 식사 픽업하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싸인을 받아야 합니까? 

 

답:  싸인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클래임만 하시면 됩니다. 

 

Grab & Go 픽업시 등록된 아이가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같이 있어야 합니까? 

 

답: 부모님이나 보호자만 오시면 됩니다.  

 

 

 

위의 규정 면제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에베그린에(213-380-3850) 연락주시고 한국어로 

통화 원하시면 원장님 성함을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규정 면제가 

현재 논의 중이니 뉴스레터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하길 권장 합니다.    

 


